
 
 
 
 
 
 
 
 
 
 
 
 
기관 소개 
워싱턴주 오염책임보험청(Washington State 
Pollution Liability Insurance Agency)은 지하 보관 
탱크의 소유주와 운영자들이 재정적 책임과 환경 
정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
효율적인 정부 자금 지원 모델을 제공합니다. 

기관 프로그램 

재무 책임 

UST 재보험 

난방유 보험 

대출 및 보조금: UST 및 난방유 

기술 지원 프로그램: 가솔린 및 
난방유 

 
오염책임 
보험청 

 

 
 
 
 
 
 
 
 
 

사진 크레딧: Association of State and Territorial Solid Waste Management Officials 
 (주 및 지역 고체 폐기물 관리 공무원 연합) 

법정 당국 및 프로그램 규칙: 

• Chapter 70A.325 RCW - 지하 석유 
보관 탱크 

• Chapter 70A.330 RCW - 석유 보관 탱크 
시스템 - 오염책임보호법 

• Chapter 70A.345 RCW - 지하 보관 탱크 
리볼빙 대출 및 보조금 프로그램 

• Title 374 WAC - 오염책임보험청 

 
 
문의처 정보: 
우송 주소: PO Box 40930, Olympia, WA 98504-
0930 
이메일: pliamail@plia.wa.gov 
전화: (800) 822-3905 또는 (360) 407-0520 
웹사이트: www.plia.wa.gov 트위터: @PLIAWA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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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 
재무 책임 기술 지원 리볼빙 대출 및 보조금

사진 크레딧: Sound Earth Strategies 

지하 보관 탱크(UST) 
소유주나 운영자는
$100만 달러의 보장 
금액을 유지하여 방출
사고 시 정화를 위한
재무 책임을 증명해야
합니다. 
저희는
세무부(Department of 
Revenue) 및 
생태부(Department of 
Ecology)와 함께 UST를 
확인합니다

저희는 주 독성물질 정화법의 주요 요건을 충족하는지
여부와 관련하여 방출된 가솔린과 난방유 청소를 위한
자문을 제공합니다. 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격이 
인정되는 탱크 시스템을 가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 
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1회 가입비를 
납부하셔야 합니다. 

• 자격이 인정된 가솔린 탱크 및 난방유 탱크 현장을접
수합니다.

• 가솔린 현장 한 곳 당 수수료 $9,500 및 난방유 현장 
당수수료 $1,300의 가입비.

• 저희는 가솔린 현장 서면 의견에 대해 70일 이내,난방
유 현장 서면 의견에 대해 90일 이내에 대응하는것을 
목표로 합니다.

저희는 UST 및 난방유 탱크 소유주와 
운영자에게 재무 지원을 제공합니다. 오염 정화 
및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위해 지원 자금을
이용할 수 있습니다. 
대출 제공: 

• 30년 저이율.
• 대체 연료 장비(UST) 설치 또는 대체 에너지 열
공급원(난방유) 업그레이드를 위한 이자율 할인.

UST 
소유주 및 운영자는 주 및 연방 필수 재무 책임 요건을
준수합니다. 

UST 재보험 

저희는 워싱턴주 UST 인프라의 최대 80%를 재보험에 
가입합니다. 이 프로그램에서: 

• 민간 보험사가 청구 금액에서 $75,000를
보장합니다.

• PLIA는 나머지 금액을 최대 $925,000까지
보장합니다. 

참여자는 저희 기술 지원 프로그램(Technical 
Assistance Program, TAP)에 등록하여 기술 지원을 
받을 수 있습니다. 저희는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
참여자들이 주 정화법 요건을 충족하도록 합니다. 

• 프로그램 등록 후 5년 이내 가솔린 현장 정화 목표.
• 가솔린 현장 소유주 및 운영자가 이용할 수 있는
포트폴리오 현장 관리.

TAP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기: 
• https://plia.wa.gov/ptap/ - Gasoline-diesel
• https://plia.wa.gov/heating-oil-technical-

assistance-program/ - 난방유

난방유 보험

2020년 7월 2일 전에 
난방유 탱크를 등록한
난방유 탱크 소유자는 아직
난방유 보험 프로그램을
무료로 이용할 수
있습니다. 부지 판매 후 
180일 이내에 이전이 
이루어질 경우 기존 등록의
이전도 허용됩니다. 

시설 당 최대 $200만의 대출 및 보조금: 
• 오염 정화
• UST 시스템 업데이트
• EV 스테이션 등 대체 연료 장비
설치

승인된 참여자는 정화 및 인프라 필요를 평가하기 위해
예비 계획 평가 보조금을 받습니다. 

난방유

프로젝트 당 최대
$75,000 자금 지원: 

• 오염 정화
• 난방유 탱크
시스템 업그레이드

• 신규 인프라 설치
사진 크레딧: Sound Earth Strategies 

• 자격이 인정된 난방유 탱크 소유자에 대해 저희는
탱크 당 최대 $60,000의 보험을 제공합니다. 이
보험은 난방유 방출 정화 활동에 지급됩니다.

사진 크레딧: Filco Company Inc. 

 

• 청구가 제기된 난방유 탱크 소유자나 운영자는
자동으로 저희 기술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되지만
원한다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• PLIA는 독성물질 관리법(Model Toxics Control Act)의
주요 요건에 따라 인정된 비용을 보장합니다.

참여자는 필요한 정화 요구와 예상 비용을 파악하기
위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예비 계획 평가
보조금을 받습니다. 
참여자는 열 공급원 업그레이드를 위한 자금을 신청할
수 있습니다. 
자세한 대출 및 보조금 정보: 

• https://plia.wa.gov/heating-oil-loan-and-grant-
program/ - 난방유

• https://plia.wa.gov/ust-loan-and-grant-program/ -
US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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